
2022 WOOLIM
Horticulture Seedling

5000
PRODUCTS

그외 신품종 다량보유

www.woolimtree.com

조경수·과수·준공수·관목류·데코·관엽·조경자재·씨앗종자



기술의 진보로서 우리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살고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증가하는 인구문제, 부족해

지는 식량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

산업 분야는 ICT 기술 등 4차산업기술을 이

용하여 미래 첨단 산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했

습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농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선정하여 전폭적인 지지와 관

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농

산업을 지속가능한 성장과제로서 산업의 기

반으로 삼고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창출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강화를 국가성장과제로 삼고있습니다.

저희 우림원예종묘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2022년을 원년으로 삼고 재도약하고자 합니

다.내적으로는 각각의 사업부 강화를 통한 미래 경쟁력 제고를, 외적으로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림원예종묘의 사훈인 친절,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여 

출하부터 유통, 판매, 사후관리 및 고객 서비스까지 모든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지난 13년간 성장을 이루어 온 우림원예종묘는 2018년 신사업부 출범, 2019년 우림원

예가든센터 설립으로 100년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조경, 원예 분야에 있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

여 고객님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우리나라의 농산업 분야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구문제, 환경문제가 불거지는 가까운 미래에는 농업인들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산업은 단

순히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및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합니다. 고객 여러분이 미래 산

업의 주역이 되는데 있어 우림원예종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차산업의 주역인 농산업, 
우림원예종묘가 선두주자로 이끌어갑니다.

대한민국을 푸르게!
대한민국을 푸르게!서울·경기 6천여평 규모의 매장에서 우수한 품질의 묘목 공급

국내 최대 원예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주)우 림 원 예 종 묘
(주)우림원예가든센터
(주)JS GREEN CENTER 문 정 석

QR코드로 홈페이지 접속하는 법 설명 카카오스토리(story.kakao.com/woolimtree)

※ ID : 우림원예조경

우림원예종묘블로그  http://blog.naver.com/woolimtree

페이스북 이용 시 (페이지 : 우림원예)

※ ID : woolimtree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woolimtree) 유튜브(www.youtube.com)

밴드(band.us/@woolimtree)

※ 우림원예 검색 후 가입

홈페이지 : www.woolimtree.comwww.woolimtree.com

모바일 : m.woolimtree.comm.woolimtree.com

우림원예종묘 쇼핑몰 안내우림원예종묘 쇼핑몰 안내 검색우림원예종묘  

유튜브앱 설치, 실행

검색창에 '우림원예종묘' 검색 후 채널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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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농가 재배·유통 노하우 선진농가 재배·유통 노하우  

 해외교류업체 해외교류업체
우림원예종묘는 유럽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5개국의 12개 협력업체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재배 및 유통에 있어 해외교류업체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우수한 해외 품종을 유통하여,  국내 농산업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고객 여러분께 더 나은 가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림원예종묘는 해외 선진농가의 재배·유통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아 사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진 농가의 우수한 노하우를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변형·접목시켜 고객 여러분께 더 나은 가치를 전달하고, 미래 산업분야인 농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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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송암 주니프러스 농장 태안송암 주니프러스 농장 (우림원예 직영)(우림원예 직영)   태안송암 주니프러스 농장 태안송암 주니프러스 농장 (우림원예 직영)(우림원예 직영)

송암주니프러스농원송암주니프러스농원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소곶이길 90



우림원예 가든센터우림원예 가든센터
소매/온라인 전용의 국내 최초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우림원예 가든센터에서

5,000여종의  다양한 상품을 직접 만나보세요.

2,000여평의 실내에서 즐기는 종합가든 쇼핑센터!!

우림원예종묘 본사매장 안내우림원예종묘 본사매장 안내
서울, 경기 6천여평 규모의 오프라인 매장

조경회사, 꽃집, 사업자회원 등의 도매 전문 매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능선길 5 (우면동)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상하벌로 7 (과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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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프리미엄  국수(양국수)국수(양국수) 프리미엄프리미엄  교목형 라일락교목형 라일락

엔젤골드엔젤골드
10,00010,000원~원~

토론토토론토
30,00030,000원~원~

레이디인레드레이디인레드
15,00015,000원~원~

아이보리실크아이보리실크
30,00030,000원~원~

타이니와인타이니와인
10,00010,000원~원~

베이징골드베이징골드
25,00025,000원~원~

코랄코랄
12,00012,000원~원~

핀란디아핀란디아
30,00030,000원~원~

오렌지로켓오렌지로켓
12,00012,000원~원~

팅커벨팅커벨
10,00010,000원~원~

타이니골드타이니골드
12,00012,000원~원~

팔라빈팔라빈
5,0005,000원~원~

프리미엄프리미엄  매자나무매자나무 프리미엄프리미엄  왜성라일락왜성라일락

케셀링키케셀링키
8,0008,000원~원~

프림로즈프림로즈
20,00020,000원~원~

미드윈터파이어미드윈터파이어
10,00010,000원~원~

찰스졸리찰스졸리
20,00020,000원~원~

애니윈터오렌지애니윈터오렌지
10,00010,000원~원~

센세이션센세이션
15,00015,000원~원~

프리미엄프리미엄  유럽말채유럽말채 프리미엄프리미엄 라일락 라일락

우림우림  프리미엄프리미엄  상품상품 전국식재가능전국식재가능 우림우림  프리미엄프리미엄  상품상품 전국식재가능전국식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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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프리미엄  산딸나무산딸나무 프리미엄프리미엄  스쿠령스쿠령

피그미산딸피그미산딸
20,00020,000원~원~

리틀버니리틀버니
2,0002,000원~원~

마법산딸마법산딸
100,000100,000원~원~

루브룸루브룸
2,0002,000원~원~

스칼렛파이어스칼렛파이어
20,00020,000원~원~

하벨론하벨론
2,0002,000원~원~

엘리자베스엘리자베스
7,0007,000원~원~

핑크뮬리핑크뮬리
2,0002,000원~원~

제니제니
30,00030,000원~원~

모닝라이트모닝라이트
2,0002,000원~원~

불칸불칸
30,00030,000원~원~

팜파스그라스팜파스그라스
2,0002,000원~원~

프리미엄프리미엄  목련목련 프리미엄프리미엄  그라스그라스

베스트레드베스트레드
5,0005,000원~원~

할리콘할리콘
5,0005,000원~원~

핑크벨로어핑크벨로어
6,0006,000원~원~

엘레강스엘레강스
5,0005,000원~원~

다이나마이트다이나마이트
4,0004,000원~원~

골든티아라골든티아라
5,0005,000원~원~

프리미엄프리미엄  백일홍백일홍 프리미엄프리미엄  호스타호스타

우림우림  프리미엄프리미엄  상품상품 전국식재가능전국식재가능 우림우림  프리미엄프리미엄  상품상품 전국식재가능전국식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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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프리미엄  유럽목수국유럽목수국 프리미엄프리미엄  산수국산수국

바닐라프레이즈바닐라프레이즈
10,00010,000원~원~

블루베리치즈케이크블루베리치즈케이크
35,00035,000원~원~

캔들라이트캔들라이트
10,00010,000원~원~

더블브라이트핑크더블브라이트핑크
20,00020,000원~원~

매지컬문라이트매지컬문라이트
15,00015,000원~원~

더블화이트더블화이트
20,00020,000원~원~

로소글로리로소글로리
10,00010,000원~원~

버건디버건디
30,00030,000원~원~

바이브란트베데바이브란트베데
10,00010,000원~원~

루비슬리퍼즈루비슬리퍼즈
40,00040,000원~원~

엘에이드림엘에이드림
12,00012,000원~원~

하모니하모니
30,00030,000원~원~

프리미엄프리미엄  마크로필라마크로필라 프리미엄프리미엄  떡갈잎수국떡갈잎수국

불룸스타불룸스타
10,00010,000원~원~

스트롱아나벨스트롱아나벨
15,00015,000원~원~

썸머러브썸머러브
10,00010,000원~원~

스위트아나벨스위트아나벨
50,00050,000원~원~

오리지널블루오리지널블루
10,00010,000원~원~

핑크아나벨핑크아나벨
25,00025,000원~원~

프리미엄프리미엄  수국수국 프리미엄프리미엄  아나벨수국아나벨수국

우림우림  프리미엄프리미엄  상품상품 전국식재가능전국식재가능 우림우림  프리미엄프리미엄  상품상품 전국식재가능전국식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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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프리미엄  기둥사과기둥사과 프리미엄프리미엄  키위키위

가든파운테인가든파운테인
30,00030,000원~원~

밍키골드밍키골드
8,0008,000원~원~

그린센세이션그린센세이션
20,00020,000원~원~

솔리시모솔리시모
6,0006,000원~원~

블루문블루문
30,00030,000원~원~

제니제니
6,0006,000원~원~

점보다래점보다래
10,00010,000원~원~

브라운터키브라운터키
20,00020,000원~원~

레드다래레드다래
12,00012,000원~원~

다이아만트다이아만트
20,00020,000원~원~

스칼렛스칼렛
8,0008,000원~원~

술탄스술탄스
20,00020,000원~원~

프리미엄프리미엄  다래다래 프리미엄프리미엄  무화과무화과

대왕감대왕감
15,00015,000원~원~

불랏불랏
20,00020,000원~원~

흑감흑감
10,00010,000원~원~

레기나레기나
20,00020,000원~원~

대왕단감대왕단감
20,00020,000원~원~  

스위트하트스위트하트
20,00020,000원~원~

프리미엄프리미엄  감감 프리미엄프리미엄  체리체리

우림우림  프리미엄프리미엄  상품상품 전국식재가능전국식재가능 우림우림  프리미엄프리미엄  상품상품 전국식재가능전국식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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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프리미엄  붓들레아붓들레아//버터플라이 시리즈버터플라이 시리즈 프리미엄프리미엄  작약작약

리틀루비리틀루비 알렉산더플레밍알렉산더플레밍
15,00015,000원~원~

리틀화이트리틀화이트 이토바츠젤라이토바츠젤라
30,00030,000원~원~

리틀피플리틀피플 코랄참코랄참
20,00020,000원~원~  

릴라릴라
15,00015,000원~원~

바츠라바츠라
15,00015,000원~원~

영레이디영레이디
15,00015,000원~원~

목윤절윤목윤절윤
15,00015,000원~원~

로얄퍼플로얄퍼플
7,0007,000원~원~

설영도화설영도화
15,00015,000원~원~

프리미엄프리미엄  안개나무안개나무

크림슨센트리크림슨센트리
15,00015,000원~원~ 화왕화왕

15,00015,000원~원~

쉬라즈쉬라즈
50,00050,000원~원~ 금황금황

40,00040,000원~원~

블러드굿블러드굿
6,0006,000원~원~ 도대신도대신

25,00025,000원~원~

프리미엄프리미엄  단풍단풍 프리미엄프리미엄  목단목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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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원예 프리미엄 상록수는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품종이며, 
사계절 내내 싱그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우수한 품질의 상록수입니다.

우림원예 프리미엄 상록수는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품종이며, 
사계절 내내 싱그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우수한 품질의 상록수입니다.

설프레아설프레아
40,00040,000원~원~

그린자이언트 그린자이언트 10,00010,000원~원~

골든스마라그골든스마라그  10,00010,000원~원~

블루아이스블루아이스
40,00040,000원~원~

블루애로우블루애로우

4,0004,000원~원~

위치타블루위치타블루
10,00010,000원~원~

레드스타레드스타
10,00010,000원~원~

블루헤븐블루헤븐
8,0008,000원~원~

킹오브브라반트킹오브브라반트
12,00012,000원~원~

스카이로켓향나무스카이로켓향나무
800800원~원~

골든브라반트골든브라반트
12,00012,000원~원~

파스티기아타파스티기아타
3,0003,000원~원~

문그로우문그로우
4,0004,000원~원~

써니스마라그써니스마라그
8,0008,000원~원~

블루엔젤블루엔젤
5,0005,000원~원~

볼보드볼보드
10,00010,000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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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카데니카
5,0005,000원~원~

리틀자이언트리틀자이언트
3,0003,000원~원~

그린에그그린에그
12,00012,000원~원~

에메랄드부쉬에메랄드부쉬
2,5002,500원~원~

골든글로브골든글로브
3,0003,000원~원~

워터필드워터필드
10,00010,000원~원~

블루버드블루버드
7,0007,000원~원~

테디테디
5,0005,000원~원~

라임골드라임골드
5,0005,000원~원~

미러잼미러잼
10,00010,000원~원~

골든투펫골든투펫
12,00012,000원~원~

프랭키보이프랭키보이
3,0003,000원~원~

타이니팀타이니팀
5,0005,000원~원~

애니크애니크
10,00010,000원~원~

컬럼나리스컬럼나리스
3,0003,000원~원~

화이트스팟화이트스팟
5,0005,000원~원~

히보니카히보니카
2,0002,000원~원~

반펠츠블루반펠츠블루
5,0005,000원~원~

엑설런트포인트엑설런트포인트
8,0008,000원~원~

탑포인트탑포인트
10,00010,000원~원~

퍼플히더퍼플히더
5,0005,000원~원~

미스프로스티미스프로스티
10,00010,000원~원~

부쉬측백부쉬측백
2,0002,000원~원~

토템토템
12,00012,000원~원~

골든페니골든페니
10,00010,000원~원~

스트릭타스트릭타
15,00015,000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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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원예 프리미엄 상록수는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품종이며, 
사계절 내내 싱그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우수한 품질의 상록수입니다.

우림원예 프리미엄 상록수는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품종이며, 
사계절 내내 싱그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우수한 품질의 상록수입니다.

에메랄드그린에메랄드그린
700700원~원~

에메랄드골드에메랄드골드
700700원~원~

얀타얀타
12,00012,000원~원~

마리아마리아
12,00012,000원~원~

포에버골드포에버골드
8,0008,000원~원~

썬키스트썬키스트
10,00010,000원~원~

말로니야나말로니야나
10,00010,000원~원~

살란드살란드
10,00010,000원~원~

캔캔캔캔
10,00010,000원~원~

겔더랜드겔더랜드
10,00010,000원~원~

마르틴마르틴
10,00010,000원~원~

직립서양측백직립서양측백
3,5003,500원~원~

엑셀사엑셀사
3,5003,500원~원~

골드콘골드콘
2,0002,000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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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송금송
4,0004,000원~원~

대왕송대왕송
3,0003,000원~원~

코니카코니카
1,0001,000원~원~

주목주목
700700원~원~

황금주목황금주목
1,0001,000원~원~

구상나무구상나무
1,0001,000원~원~

편백편백
1,5001,500원~원~

황금둥근회양목황금둥근회양목
30,00030,000원~원~

전나무전나무
1,0001,000원~원~

백송백송
1,5001,500원~원~

일반측백일반측백
600600원~원~

은청가문비은청가문비
8,0008,000원~원~

독일가문비독일가문비
3,0003,000원~원~

우림원예 프리미엄 상록수는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품종이며, 
사계절 내내 싱그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우수한 품질의 상록수입니다.

우림원예 프리미엄 상록수는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품종이며, 
사계절 내내 싱그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우수한 품질의 상록수입니다.

우림우림  프리미엄프리미엄  상품상품 전국식재가능전국식재가능 우림우림  프리미엄프리미엄  상품상품 전국식재가능전국식재가능

이본느이본느
5,0005,000원~원~

스타더스트스타더스트
10,00010,000원~원~

알루미골드알루미골드
10,00010,000원~원~

엘우디엘우디
10,00010,000원~원~

엘우디골드엘우디골드
10,00010,000원~원~

스노우화이트스노우화이트
5,0005,000원~원~

서양측백서양측백
800800원~원~

황금측백황금측백
600600원~원~

키다리황금측백키다리황금측백
600600원~원~

샌더스블루샌더스블루
7,0007,000원~원~

데이시스화이트데이시스화이트
3,5003,500원~원~

적송적송
700700원~원~

황금송황금송
7,0007,000원~원~

스트로브잣나무스트로브잣나무
800800원~원~

가이즈까향나무가이즈까향나무
1,0001,000원~원~

오엽송오엽송
2,5002,500원~원~

좀눈향좀눈향
1,0001,000원~원~

잣나무잣나무
1,5001,500원~원~

옥향옥향
1,0001,000원~원~

블루매트블루매트
3,0003,000원~원~

황금좀눈향황금좀눈향
3,0003,000원~원~

팬케이크 팬케이크 
4,0004,000원~원~

접목반송접목반송
2,5002,500원~원~

상품 외 상록수

미인송 실생1년 1,000원~

금강송 실생2년 2,000원~

황금해송 접목1년 7,000원~

계두송 접목2년 30,000원~

용트림송 접목1년 10,000원~

용송 접목1년 5,000원~

황금반송 접목1년 2,500원~

처진소나무 접목1년 25,000원~

홍공작송 접목1년 15,000원~

사피송 접목1년 7,000원~

황피금송 접목2년 5,000원~

황피오엽송 접목1년 4,000원~

바하브눈향 삽목1년 1,000원~

황금좀눈향 삽목2년 1,500원~

황금편백 삽목2년 3,000원~

히말라야시다 실생2년 1,000원~

나한송 삽목1년 1,000원~

솔송 삽목2년 3,000원~

화백 삽목2년 1,500원~

향나무 실생2년 1,000원~

눈주목 삽목1년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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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단감감, 단감

배배

블루베리블루베리

복숭아복숭아

샤인머스켓샤인머스켓 레드샤인머스켓레드샤인머스켓 블랙사파이어블랙사파이어

대왕대추대왕대추

비타민(프라이스토퍼오렌지)비타민(프라이스토퍼오렌지)

비타민(심추홍)비타민(심추홍)

품명 규격 가격(원)

사과대추 접목1년상묘 8,000

대왕대추

접목1년특묘 7,000
접목2년포트 15,000
결실주(분) 20,000
R3점 30,000
R4점 40,000
R5점 60,000
R6점 80,000
R8점 120,000

복조 접목1년특묘 7,000

품명 규격 가격(원)

샤인
머스켓

삽목1년특묘 4,000
삽목2년 H1.0m 15,000
접목1년특묘 15,000

레스샤인머스켓 분 100,000

품명 규격 가격(원)

챈들러

접목3년포트

7,000
스파르탄 7,000

엘리자베스 7,000
보너스 7,000

스위트하트 7,000
레가시 7,000

페트리어트 7,000
레드펄 결실주화분 25,000

선샤인블루 5치화분 10,000
챈들러 결실주H1.2m 80,000

브리지타
결실주

100,000
스파르탄 100,000

품명 규격 가격(원)

개복숭아 2년 10,000
경봉(백도)

접목1년

6,000
천중도(백도) 6,000
엘바트(황도) 6,000
조생엘바트(황도) 6,000
그린황도(황도) 6,000
장호원황도 6,000

천홍(천도복숭아) 6,000
조생혈도 6,000

서광28호(왕천도) 10,000
도넛피치(거반도) 10,000

품명 규격 가격(원)

대봉1년

접목1년
특묘

10,000
차량단감 12,000

둥시 12,000
월하시 12,000

대왕단감 20,000
흑감 15,000

야오끼 15,000
태추단감 15,000

품명 규격 가격(원)

신고

접목1년

5,000
원황 6,000
설원 4,000
애탕 7,000
향리 4,000

그린시스 4,000
캘리포니아 4,000

티모 4,000
쉬포바 4,000

품명 규격 가격(원)

심추홍(암나무) 삽목2년특묘 2,500
실유1호(암나무) 삽2년특묘 4,000
비타민(숫나무) 삽목2년특묘 2,500
오렌지에너지(암나무)

삽목묘

20,000
레이코라(암나무) 20,000
프루가나(암나무) 20,000
폴믹스(숫나무) 20,000
프라이스토퍼오렌지(자가수정) 25,000

품명 규격 가격(원)

블랙사파이어 접목1년 20,000

포포나무포포나무

흰앵두흰앵두

앵두앵두

매실매실

포도포도

키위키위

무화과무화과

다래다래

왕석류왕석류

품명 규격 가격(원)

포포나무

실생2년생 5,000
실생2년
플러그묘 8,000

접목1년
포트 15,000

망고
접목1년

특묘

30,000
펜실베니아

골드 30,000

플로로픽 접목1년 20,000

품명 규격 가격(원)

헤이워드

접목1년

10,000
골드키위 12,000
도마리

(숫나무) 10,000

레드키위 10,000

품명 규격 가격(원)

앵두

실생1년 800

실생2년 1,500

접목1년 4,000

점보앵두
접목1년

15,000

흰앵두 5,000

앵두결실주 결실주 R3점 30,000

앵두결실주 결실주 R4점 40,000

품명 규격 가격(원)

무화과

삽목1년 4,000
6치화분 10,000

5년생화분
(특수목) 25,000

승정도후인 삽목 2년 6,000

품명 규격 가격(원)

다래 삽목1년 2,000

일세다래

1년포트 2,000
2년포트 3,000

6치결실주화분 15,000

일세다래
H 0.7m
지주포트 10,000

H1.5m(분) 50,000
레드다래 삽목1년포트 7,000

다래

R2점 20,000
R3점 30,000
R4점 40,000

품명 규격 가격(원)

켐벨 삽1년 2,000
거봉

삽목1년
3,000

MBA(머루포도) 3,000
청포도(청수) 삽목2년 20,000
샤인머스켓 삽목1년 4,000
다노레드 삽목2년 6,000

켐벨
3년 결실주 15,000
결실주(분) 30,000

거봉
결실주(분)

30,000
씨없는거봉 30,000

MBA(머루포도) 30,000

품명 규격 가격(원)

슈퍼왕석류

삽목2년 5,000
R3점 40,000
R5점 80,000

특수목 700,000
흑석류 삽목1년 5,000

꽃목단석류
5치포트 6,000
7치화분 12,000

황금석류 삽목2년 7,000

품명 규격 가격(원)

청매실

접목1년

5,000
청매실(천매) 5,000
홍매실(남고) 5,000
슈퍼왕매실 5,000
노천매실 5,000

청매실

R3점 30,000
R4점 40,000
R5점 50,000
R6점 60,000

슈퍼왕매실
결실주 R3점 30,000
결실주 R4점 40,000
결실주 R5점 50,000

고객 여러분에게 소중한 가치를 제공하고, 싱싱한 과실이 열리는 유실수 고객 여러분에게 소중한 가치를 제공하고, 싱싱한 과실이 열리는 유실수

우림원예가 엄선한우림원예가 엄선한  유실수 특선유실수 특선 우림원예가 엄선한우림원예가 엄선한  유실수 특선유실수 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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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칼슘 흑칼슘흑칼슘

하니베리/빌베리하니베리/빌베리

애플망고애플망고

모과모과

블랙베리 / 복분자블랙베리 / 복분자

오디 / 흰오디 /오디 / 흰오디 /
청수오디청수오디

둥글랑 은행둥글랑 은행

레드커런트레드커런트

블랙커런트블랙커런트

품명 규격 가격(원)

칼슘나무

실생1년 1,500
실생2년 3,000
종자 1L 60,000

흑칼슘 접목1년 5,000

품명 규격 가격(원)

슈퍼
블랙베리

삽목2년 4,000
삽목2년포트 5,000
V9 1년포트 7,000
V9 결실주 20,000

결실주 20,000
복분자 삽목1년 1,500

품명 규격 가격(원)

하니베리 4치포트 4,000

빌베리
포트 7,000

결실주 10,000

품명 규격 가격(원)

울트라오디
접목1년 6,000

R3점 30,000

청수오디

접목1년(상묘) 6,000
접목1년생(특묘) 8,000
접목2년생(특묘) 10,000
2년생(포트묘) 15,000
R3~4점(분묘) 30,000

화이트오디 접목1년 8,000

품명 규격 가격(원)

은행나무
실생2년 1,000
실생3년 2,000

둥글랑은행
접목2년특묘 5,000
접목3년특묘 7,000

품명 규격 가격(원)

애플망고 화분 50,000

품명 규격 가격(원)

모과
실생1년 700
실생2년 700

대실모과
접목1년 5,000

R3점 30,000
천추모과

접목1년

5,000
마르메르 5,000
도모과 5,000

모과 종자 1L 50,000

품명 규격 가격(원)

블랙커런트

1년생 특묘 500

2년생 특묘 1,500

화분 10,000

결실주 20,000

레드커런트

삽목1년 3,000

삽목2년 5,000

화분 20,000

사과사과

자두자두

귤(한라봉)귤(한라봉)

올리브올리브

포르단(유밤)포르단(유밤)

보리수보리수

밤밤

비파비파

품명 규격 가격(원)

왕유밤
(포르단)

접목1년 8,000

무장단밤 접목1년 20,000

품명 규격 가격(원)

보리수
삽목포트묘 3,000

포트묘 4,000

왕보리수

삽목1년 2,000
삽목2년 3,000

R3점 분묘 30,000
R4점 분묘 40,000
R5점 분묘 50,000

황금보리수 포트 15,000

품명 규격 가격(원)

한라봉

8치화분

25,000
천혜향 30,000
레드향 30,000
귤나무 25,000
불수감 포트 8,000

품명 규격 가격(원)

호지
블랑카

스탠드형 
R5점 내외 / 

H1.5m
200,000

스탠드형
R6~7점 / 
H1.5m

300,000

스탠드형
R8~9점 / 
H1.5m

400,000

코니카브라
H0.8~1.0m 

화분묘 50,000

품명 규격 가격(원)

비파

포트 5,000
6치화분 15,000
화분(대) 20,000

품명 규격 가격(원)

대왕자두 접목1년 5,000
추휘 접목1년 5,000

포모샤 접목1년 5,000
왕피자두 접목1년 5,000

썬킹 접목1년 5,000
퍼플퀸 접목1년 5,000

알프스왕자 접목1년 10,000
추휘 R3점 30,000

대왕자두 R3점 30,000
포모샤 R4점 40,000

품명 규격 가격(원)

옥광

접목1년

6,000
단택 6,000
은기 6,000
대보 6,000
옥광 R4점 40,000
옥광 R5점 50,000
단택 R3점 30,000
은기 R3점 30,000
대보 R3점 30,000

품명 규격 가격(원)

부사(후지)

접목1년

12,000
미얀마부사 12,000

홍로 12,000
선발홍로 12,000
아오리 12,000

챔피온부사 12,000
골드러쉬 10,000
히든로즈 10,000

시나노골드 접목1년특묘 15,000
고이조라

접목1년 자근묘 15,000
2년자근묘 30,000

미야비 결실주 30,000

고객 여러분에게 소중한 가치를 제공하고, 싱싱한 과실이 열리는 유실수 고객 여러분에게 소중한 가치를 제공하고, 싱싱한 과실이 열리는 유실수

우림원예가 엄선한우림원예가 엄선한  유실수 특선유실수 특선 우림원예가 엄선한우림원예가 엄선한  유실수 특선유실수 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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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아바구아바

살구살구

슈퍼으름슈퍼으름

접목호두접목호두
(왕접목호두)(왕접목호두)

멀꿀나무멀꿀나무

개암개암

알프스오토메알프스오토메

피칸피칸

품명 규격 가격(원)

구아바

포트 4,000
화분 20,000

화분(中)
결실주 30,000

슈퍼구아바 5치화분 100,000

품명 규격 가격(원)

멀꿀 포트 4,000

품명 규격 가격(원)

헤이즐넛

삽목2년 평구 6,000
삽목2년 평오 6,000
6년생결실주 25,000
개암종자 1L 30,000

품명 규격 가격(원)

오토메

접목1년 4,000
접목2년 6,000

결실주(분) 20,000
R3점 30,000
R4점 40,000
R5점 50,000
R6점 80,000
R8점 100,000

품명 규격 가격(원)

신령
실생1년 특묘 5,000
실생2년 특묘 6,000

광덕 실생1년 특묘 5,000

상촌
실생1년 특묘 5,000
실생2년 특묘 6,000

(접목)신령
접목1년특묘 15,000
R12점 결실주 300,000

명품양반호두 계심접목묘 100,000

품명 규격 가격(원)

피칸
실생1년 5,000
실생2년 6,000

피칸(수훈)

실생1년포트 6,000
접목1년 20,000
접목2년 30,000

피칸 종자 1L 40,000

품명 규격 가격(원)

살구 접목1년특묘 5,000
왕살구

접목1년
7,000

산형3호 5,000
신사대실 접목1년포트 6,000

초하
접목1년

6,000
백살구 6,000

왕살구
R3점 30,000

R4점(분) 40,000

양살구
R4점 40,000
R5점 50,000

품명 규격 가격(원)

개량으름

삽목1년 포트

3,000
홍화으름 3,000
백화으름 3,000
개량으름

삽목2년 포트
4,000

홍화으름 5,000

개량으름
H0.7m 

지주포트 20,000

H2.0m(분) 
결실주

50,000
홍화으름 50,000
백화으름 50,000
개량으름 결실주(화분) 20,000

에메랄드골드에메랄드골드
1,0001,000원~원~

은테사철은테사철
1,5001,500원~원~

피라칸타피라칸타
5,0005,000원~원~

붓들레아붓들레아
2,0002,000원~원~

꽃댕강꽃댕강
700700원~원~

그린자이언트그린자이언트
10,00010,000원~원~

조릿대조릿대
20,00020,000원~원~

쥐똥나무쥐똥나무
1,0001,000원~원~

목수국목수국
1,0001,000원~원~

광나무광나무
500500원~원~

갤더랜드갤더랜드
10,00010,000원~원~

회양목회양목
3,0003,000원~원~

흑광(명자)흑광(명자)
1,5001,500원~원~

조팝조팝
2,0002,000원~원~

남천남천
400400원~원~

캔캔캔캔
10,00010,000원~원~

황금주목황금주목
1,0001,000원~원~

줄장미줄장미
5,0005,000원~원~

개나리개나리
1,0001,000원~원~

직립꽝꽝직립꽝꽝
5,0005,000원~원~

에메랄드그린에메랄드그린
1,0001,000원~원~

황금사철황금사철
1,5001,500원~원~

탱자탱자
500500원~원~

단풍철쭉단풍철쭉
2,5002,500원~원~

홍가시홍가시
2,0002,000원~원~

높은 상록높은 상록 울타리 울타리

낮은 상록낮은 상록 울타리 울타리

가시성가시성 울타리 울타리

화려한화려한  울타리울타리

남부수종남부수종 울타리 울타리

고객 여러분에게 소중한 가치를 제공하고, 싱싱한 과실이 열리는 유실수 차폐용으로 쓰이는 싱그럽고 튼튼한 수목

우림원예가 엄선한우림원예가 엄선한  유실수 특선유실수 특선 프리미엄프리미엄  생울타리생울타리 전국식재가능전국식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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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벚겹벚
7,0007,000원~원~

목련목련
3,0003,000원~원~

자목련자목련
3,0003,000원~원~

산딸산딸
800800원~원~

왕벚왕벚
3,0003,000원~원~

1,0001,000 1,0001,000 1,0001,000 1,0001,0001,0001,000

1,0001,000 1,0001,000 1,0001,000 1,0001,0001,0001,000

1,0001,000 1,0001,000 1,0001,000 1,0001,0001,0001,000

백일홍백일홍
3,0003,000원~원~

백색백일홍백색백일홍
1,5001,500원~원~

칠자화칠자화
2,0002,000원~원~

홍도화홍도화
55,000,000원~원~

미산딸미산딸
10,00010,000원~원~

산수유산수유
800800원~원~

대실산수유대실산수유
20,00020,000원~원~

단풍철쭉단풍철쭉
2,5002,500원~원~

때죽때죽
1,5001,500원~원~

수양홍도화수양홍도화
7,0007,000원~원~

마로니에마로니에
2,0002,000원~원~

꽃사과꽃사과
3,0003,000원~원~

설중매설중매
6,0006,000원~원~

노각노각
2,0002,000원~원~

이팝이팝
700700원~원~

자귀자귀
1,0001,000원~원~

마가목마가목
700700원~원~

산사(대실,홍화)산사(대실,홍화)
800800원~원~

함박꽃함박꽃
3,0003,000원~원~

모감주모감주
1,0001,000원~원~

청단풍청단풍
600600원~원~

복자기단풍복자기단풍
1,0001,000원~원~

당단풍당단풍
600600원~원~

고로쇠단풍고로쇠단풍
800800원~원~

홍단풍홍단풍
500500원~원~

1,0001,000 1,0001,000 1,0001,000 1,0001,0001,0001,000

1,0001,000 1,0001,000 1,0001,000 1,0001,0001,0001,000

1,0001,000 1,0001,000 1,0001,000 1,0001,0001,0001,000

출성성풍출성성풍
1,0001,000원~원~

청희단풍청희단풍
2,0002,000원~원~

자작.수양자작자작.수양자작
800800원~원~

낙우송낙우송
800800원~원~

수양홍,청단풍수양홍,청단풍
10,00010,000원~원~

대왕참나무대왕참나무
1,0001,000원~원~

상수리상수리
2,0002,000원~원~

회화회화
800800원~원~

황금회화황금회화
5,0005,000원~원~

은행은행
2,0002,000원~원~

층층층층
1,0001,000원~원~

느티느티
2,0002,000원~원~

느릅느릅
800800원~원~

물푸레물푸레
2,0002,000원~원~

계수나무계수나무
800800원~원~

무궁화무궁화
800800원~원~

메타세쿼이아메타세쿼이아
800800원~원~

황금메타세쿼이아황금메타세쿼이아
7,0007,000원~원~

셀릭스셀릭스
1,0001,000원~원~

자엽자두자엽자두
4,0004,000원~원~

넓은 잎이 달리고, 사계절 동안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낙엽·활엽수 넓은 잎이 달리고, 사계절 동안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낙엽·활엽수

 낙엽·활엽수 낙엽·활엽수  낙엽·활엽수 낙엽·활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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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라일락
400400원~원~

백라일락백라일락
2,0002,000원~원~

미스김라일락미스김라일락
800800원~원~

공조팝공조팝
600600원~원~

분꽃분꽃
10,00010,000원~원~

1,0001,000 1,0001,000 1,0001,000 1,0001,0001,0001,000

1,0001,000 1,0001,000 1,0001,000 1,0001,0001,0001,000

1,0001,000 1,0001,000 1,0001,000 1,0001,0001,0001,000

명자명자
1,5001,500원~원~

말채말채
4,0004,000원~원~

노랑말채노랑말채
4,0004,000원~원~

골담초골담초
1,0001,000원~원~

황매화황매화
600600원~원~

말발도리말발도리
1,5001,500원~원~

박태기박태기
600600원~원~

낙상홍낙상홍
5,0005,000원~원~

미국낙상홍미국낙상홍
5,0005,000원~원~

병꽃병꽃
3,0003,000원~원~

꽃댕강꽃댕강
700700원~원~

개나리개나리
1,0001,000원~원~

생강나무생강나무
4,0004,000원~원~

이스라지이스라지
15,00015,000원~원~

홍매자홍매자
4,0004,000원~원~

히어리히어리
1,0001,000원~원~

미선나무미선나무
1,5001,500원~원~

옥매화옥매화
5,0005,000원~원~

홍매화홍매화
4,0004,000원~원~

병아리꽃병아리꽃
1,5001,500원~원~

적당한 크기로 자라고 조경 가치가 뛰어난 관목·화목류 적당한 크기로 자라고 조경 가치가 뛰어난 관목·화목류

붓들레아붓들레아
2,0002,000원~원~

화살화살
600600원~원~

컴팩트화살나무컴팩트화살나무
20,00020,000원~원~

남천남천
300300원~원~

팥꽃팥꽃
1,0001,000원~원~

1,0001,000 1,0001,000 1,0001,000 1,0001,0001,0001,000

1,0001,000 1,0001,000 1,0001,000 1,0001,0001,0001,000

1,0001,000 1,0001,000 1,0001,000 1,0001,0001,0001,000

황금조팝황금조팝
1,5001,500원~원~

삼색조팝삼색조팝
1,5001,500원~원~

공조팝공조팝
600600원~원~

꼬리조팝꼬리조팝
3,0003,000원~원~

조팝조팝
1,5001,500원~원~

개쉬땅개쉬땅
4,0004,000원~원~

좀작살좀작살
600600원~원~

덜꿩나무덜꿩나무
2,0002,000원~원~

가막살나무가막살나무
6,0006,000원~원~

국수나무국수나무
3,0003,000원~원~

불두화불두화
15,00015,000원~원~

해당화해당화
2,0002,000원~원~

납매납매
5,0005,000원~원~

피라칸타피라칸타
4,0004,000원~원~

목수국목수국
600600원~원~

홍괴불홍괴불
3,0003,000원~원~

위성류위성류
10,00010,000원~원~

고광고광
4,0004,000원~원~

영춘화영춘화
1,5001,500원~원~

가침박달나무가침박달나무
1,0001,000원~원~

  관목·화목류관목·화목류   관목·화목류관목·화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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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개나무헛개나무
600600원~원~

커피나무커피나무
4,0004,000원~원~

개량두릅개량두릅
2,5002,500원~원~

민두릅민두릅
2,5002,500원~원~

접목꾸지뽕접목꾸지뽕
6,0006,000원~원~

가시없는엄나무가시없는엄나무
8,0008,000원~원~

참옻나무참옻나무
1,2001,200원~원~

오갈피오갈피
800800원~원~

가시오갈피가시오갈피
1,5001,500원~원~

엄나무엄나무
1,5001,500원~원~

구기자·흑구기자구기자·흑구기자
600600원~원~

산초산초
1,0001,000원~원~

민초피민초피
8,0008,000원~원~

골담초골담초
1,0001,000원~원~

오미자오미자
600600원~원~

흑오미자흑오미자
30,00030,000원~원~

삼색참중삼색참중
6,0006,000원~원~

벌나무벌나무
2,0002,000원~원~

두충나무두충나무
1,0001,000원~원~

황벽황벽
2,0002,000원~원~

참중나무참중나무
600600원~원~

사람에게 이로운 약으로 활용은 물론, 조경가치까지 있는 약용수·특용수

황칠나무황칠나무
3,0003,000원~원~

동백동백
12,00012,000원~원~

은목서은목서
2,0002,000원~원~

금목서금목서
1,5001,500원~원~

녹차녹차
2,0002,000원~원~

영산홍영산홍
2,0002,000원~원~

자산홍자산홍
2,0002,000원~원~

진달래진달래
2,0002,000원~원~

만병초만병초
15,00015,000원~원~

단풍철쭉단풍철쭉
15,00015,000원~원~

광나무광나무
500500원~원~

천리향천리향
2,0002,000원~원~

먼나무먼나무
1,0001,000원~원~

다정큼나무다정큼나무
1,0001,000원~원~

열매치자열매치자
1,2001,200원~원~

황철쭉·홍황철쭉황철쭉·홍황철쭉
5,0005,000원~원~

대왕철쭉대왕철쭉
3,0003,000원~원~

겹철쭉겹철쭉
4,0004,000원~원~

산철쭉산철쭉
2,0002,000원~원~

백철백철
2,0002,000원~원~

분포지가 제한적이어서 더욱 가치가 있는 희귀한 남부수종

봄이면 군락을 이루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철쭉류

  약용수·특용수약용수·특용수   남부수종남부수종

  철쭉류철쭉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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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장미영국장미
(폴스탑)(폴스탑) 그라함토마스그라함토마스 골든셀리브레이션골든셀리브레이션 티클리퍼티클리퍼

먼스테드우드먼스테드우드 한불장미한불장미 데이비드오스틴데이비드오스틴

데이비드오스틴데이비드오스틴
장미(샬롯)장미(샬롯)

1,0001,000 1,0001,000 1,0001,000 1,0001,0001,0001,000

1,0001,000 1,0001,000 1,0001,000 1,0001,0001,0001,000

피스덩굴장미피스덩굴장미
10,00010,000원~원~

사계왕피스장미사계왕피스장미
25,00025,000원~원~

땅장미땅장미
10,00010,000원~원~

분홍,붉은 찔레분홍,붉은 찔레
3,0003,000원~원~

덩굴장미덩굴장미
5,0005,000원~원~

등나무등나무
800800원~원~

크레마티스크레마티스
8,0008,000원~원~

담쟁이담쟁이
700700원~원~

인동인동
1,5001,500원~원~

능소화능소화
2,0002,000원~원~

노박덩굴노박덩굴
1,0001,000원~원~

마삭줄마삭줄
1,5001,500원~원~

줄사철줄사철
1,0001,000원~원~

송악송악
1,0001,000원~원~

백화등백화등
1,5001,500원~원~

35,000원~

35,000원~

35,000원~

35,000원~

35,000원~

35,000원~

25,000원~

샬롯
폴스탑

그라함토마스
골든셀리브레이션

티클리퍼
먼스테드우드

고급 왕장미특선(50종류)

조경용, 관상용으로 가치가 뛰어난 장미, 넝쿨식물

아스틸베-워싱턴아스틸베-워싱턴
5,0005,000원~원~

아스틸베-비젼인레드아스틸베-비젼인레드
5,0005,000원~원~

아스틸베-유닉살몬아스틸베-유닉살몬
5,0005,000원~원~

아스틸베-본아스틸베-본
5,0005,000원~원~

아스틸베-몽고메리아스틸베-몽고메리
5,0005,000원~원~

1,0001,000 1,0001,000 1,0001,000 1,0001,0001,0001,000

1,0001,000 1,0001,000 1,0001,000 1,0001,0001,0001,000

1,0001,000 1,0001,000 1,0001,000 1,0001,0001,0001,000

맥문동맥문동
400400원~원~

무늬맥문동·흑룡무늬맥문동·흑룡
1,5001,500원~원~

꽃잔디꽃잔디
500500원~원~

사계패랭이사계패랭이
600600원~원~

할미꽃할미꽃
1,5001,500원~원~

복수초복수초
1,5001,500원~원~

둥굴레둥굴레
1,0001,000원~원~

돌나물돌나물
1,0001,000원~원~

돌단풍돌단풍
1,0001,000원~원~

수호초수호초
1,2001,200원~원~

세덤세덤
1,0001,000원~원~

옥잠화옥잠화
1,5001,500원~원~

비비추비비추
1,0001,000원~원~

매발톱매발톱
1,0001,000원~원~

노랑붓꽃노랑붓꽃
1,5001,500원~원~

원추리원추리
1,0001,000원~원~

빈카마이너빈카마이너
1,0001,000원~원~

관중관중
4,0004,000원~원~

유카유카
6,0006,000원~원~

프록스프록스
1,0001,000원~원~

야생에서 자라는 들꽃, 지피식물

  장미, 넝쿨식물장미, 넝쿨식물   야생화, 지피식물야생화, 지피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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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종자잔디종자

잔디보호매트잔디보호매트

켄터키블루 양잔디켄터키블루 양잔디

일반롤잔디일반롤잔디

벤트그라스벤트그라스

잔디연결포트잔디연결포트

슈퍼롤잔디슈퍼롤잔디

일반잔디일반잔디

들잔디(중지) 
1평용(35장)

9,000원

롤잔디(중지) 
40×60cm
1장당

2,500원

1회배
(1㎡)(46×5cm)4장

20,000원

1장당 
(46×55cm)

5,000원

롤양잔디
46×55cm
1장당

5,000원

잔디연결
포트 72구

11,000원

벤트그라스 
1장당

8,000원~

잔디보호
매트
38cm×58cm×3.8cm

11,000원

켄터키블루그라스 1L
10,000원

페레니얼라이그라스 1L
7,000원

톨훼스큐 1L
7,000원

오차드그라스 1L
20,000원

관상가치 뿐 아니라 실용성도 겸비한 잔디류

주목주목
25,000,00025,000,000원원

주목주목
25,000,00025,000,000원원

육송육송
4,000,0004,000,000원원

소사나무소사나무
3,000,0003,000,000원원

동백동백
2,500,0002,500,000원원

섬진백섬진백
2,000,0002,000,000원원

적송적송
800,000800,000원원

해송해송
500,000500,000원원

철쭉철쭉
500,0000500,0000원원

모과나무모과나무
250,000250,000원원

기주진백기주진백
200,000200,000원~원~

수사해당화수사해당화
100,000100,000원~원~

장수매장수매
100,000100,000원원

매자매자
80,00080,000원원

매화매화
50,00050,000원원

피라칸사스피라칸사스
50,00050,000원원

수목의 신비함을 느낄 수 있는 분재류

포트포트  2,0002,000원원

포레스트그린포레스트그린
10,00010,000원원

파인그린파인그린
10,00010,000원원

세덤(이끼)세덤(이끼)쿠라피아쿠라피아

  분재류분재류  잔디류잔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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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부들애기부들
12,00012,000원~원~

물배추물배추
1,0001,000원~원~

물양귀비물양귀비
12,00012,000원~원~

물아카시아물아카시아
12,00012,000원~원~

연꽃연꽃
20,00020,000원~원~

흰색진달래흰색진달래
20,00020,000원~원~

들쭉들쭉
10,00010,000원~원~

귀두자귀두자
30,00030,000원~원~

정금나무정금나무
10,00010,000원~원~

노랑진달래노랑진달래
30,00030,000원~원~

부레옥잠화부레옥잠화
1,0001,000원~원~

노랑어리연노랑어리연
12,00012,000원~원~

물토란물토란
12,00012,000원~원~

물칸나물칸나
12,00012,000원~원~

수련수련
20,00020,000원~원~

복주머니란(개부랄꽃)복주머니란(개부랄꽃)
10,00010,000원~원~

붉은닭의란붉은닭의란
12,00012,000원~원~

오리발황연오리발황연
15,00015,000원~원~

월귤월귤
25,00025,000원~원~

황목단황목단
30,00030,000원~원~

물 속에서 살아가는 희귀하고 아름다운 식물

희소성을 인정받아 더욱 가치있는 식물

상록수
구상나무 1L 250,000
광나무 1L 30,000
남천 1L 50,000
금송 1L 1,000,000
대왕송 1L 250,000
백송 1L 70,000
해송 1L 60,000
소나무(적송) 1L 300,000
스트로브잣나무 1L 300,000
잣나무 1L 60,000
은청가문비 1L 300,000
전나무 1L 60,000
주목 1L 100,000
측백나무 1L 50,000
서양측백(미측백) 1L 200,000
편백 1L 100,000
회양목 1L 80,000
히말라야시다 1L 100,000

낙엽·활엽수
가래나무 1L 20,000
계수나무 1L 100,000
고로쇠단풍 1L 40,000
고부시 1L 60,000
고욤나무 1L 35,000
귀룽나무 1L 100,000
낙상홍 1L 600,000
낙우송 1L 20,000
내장산단풍 1L 20,000
노각나무 1L 200,000
느티나무 1L 60,000
당단풍(중국단풍) 1L 10,000
돌배나무 1L 120,000
등나무 1L 40,000
때죽나무 1L 30,000
라일락 1L 60,000
마가목 1L 200,000
메타세콰이아 1L 250,000
모감주나무 1L 40,000
모과나무 1L 50,000
무궁화 1L 30,000
물푸레나무 1L 25,000
박태기나무 1L 50,000
복자기단풍 1L 30,000
붉나무 1L 60,000
블랙초크베리 1L 1,000,000

포포나무 1L 200,000
사방오리나무 1L 80,000
산감나무 1L 35,000
산겨릅단풍 1L 100,000
산딸나무 1L 60,000
산벚나무 1L 45,000
산사나무 1L 60,000
산수유 1L 20,000
상수리나무 1L 15,000
쉬나무 1L 60,000
아까시나무 1L 30,000
애기사과 1L 70,000
오리나무 1L 40,000
은조롱나무 1L 20,000
은행나무 1L 15,000
이팝나무 1L 30,000
자귀나무 1L 50,000
자작나무(백자작) 1L 10,000
족제비싸리 1L 20,000
쥐똥나무 1L 15,000
쪽동백나무 1L 40,000
참느릅나무 1L 10,000
참옻나무 1L 80,000
청단풍 1L 20,000
층층나무 1L 50,000
칠엽수 1L 10,000
탱자나무 1L 50,000
팥배나무 1L 200,000
팽나무 1L 70,000
피칸(서양호두) 1L 40,000
핀오크(대왕참나무) 1L 40,000
해당화 1L 70,000
호두나무 1L 15,000
홍단풍(야촌단풍) 1L 20,000
화살나무 1L 80,000
회화나무 1L 80,000

특용수
가시오갈피 1L 200,000
꾸지뽕나무 1L 100,000
노나무(개오동) 1L 60,000
두충나무 1L 20,000
산초나무 1L 80,000
오갈피나무 1L 100,000
오미자 1L 100,000
음나무 1L 200,000
참두릅 1L 50,000

참두릅(겉피제거) 1L 300,000
참죽나무 1L 70,000
초피나무 1L 80,000
헛개나무 1L 150,000

지피식물
갈대 1L 50,000
개미취 1L 60,000
구절초 1L 150,000
금계국 1L 60,000
금낭화 1L 150,000
금불초 1L 50,000
기린초 1L 100,000
꽃양귀비 1L 150,000
꽃양귀비 10g 5,000
노랑꽃창포 1L 120,000
담쟁이덩굴 1L 150,000
더덕 150g 35,000
도라지 200g 35,000
루드베키아 1L 100,000
미니해바라기 1L 60,000
마타리 1L 60,000
맥문동 1L 15,000
민들레 1L 80,000
벌개미취 1L 50,000
범부채 1L 70,000
봉선화 1L 60,000
부용 1L 50,000
붓꽃 1L 60,000
비비추 1L 60,000
샤스타데이지 1L 120,000
산국 1L 60,000
수크렁 1L 30,000
술패랭이꽃 1L 170,000
신선초 1L 200,000
쑥부쟁이 1L 60,000
안고초 1L 30,000
유채꽃 1L 30,000
자운영 1L 25,000
참싸리 1L 30,000
참취나물 1L 80,000
코스모스 1L 30,000
패랭이 1L 60,000
해바라기 1L 25,000
홍화 1L 50,000
황화코스모스 1L 40,000
흰민들레 1L 600,000

 수생식물 수생식물   종 자종 자

  희귀식물희귀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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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포넥스원액 450ml하이포넥스원액 450ml
17,00017,000원원

하이필 500ml하이필 500ml
13,00013,000원원

녹화마대 10~60cm녹화마대 10~60cm
57,00057,000원~원~

녹화끈 2~8mm녹화끈 2~8mm
38,00038,000원~원~

크라우드카바 4L크라우드카바 4L
30,00030,000원원

크라우드카바 20L크라우드카바 20L
130,000130,000원원

하이쇼 500ml하이쇼 500ml
13,00013,000원원

하이아토닉 2L하이아토닉 2L
50,00050,000원원

트리코트 340ml트리코트 340ml
20,00020,000원원

메네델 2L메네델 2L
50,00050,000원원

녹화마대 120cm녹화마대 120cm
67,00067,000원원

고무바 1.2~2.8cm고무바 1.2~2.8cm
45,00045,000원~원~

목장갑목장갑
500500원원

코이어테이프 10~20cm코이어테이프 10~20cm
38,00038,000원~원~

밴딩바 180m밴딩바 180m
20,00020,000원원

메네델 500ml메네델 500ml
22,00022,000원원

메네델 250ml메네델 250ml
12,00012,000원원

호스 19mm호스 19mm
45,00045,000원원

잠복소 30cm×20m잠복소 30cm×20m
16,00016,000원원

바람막이(왕골)바람막이(왕골)
22,00022,000원원  

팜가이아(조경용) 40L팜가이아(조경용) 40L
15,00015,000원원

죽주비료 20kg죽주비료 20kg
4,0004,000원원

바로커 5L바로커 5L
8,0008,000원원

그린수피부숙토 20kg그린수피부숙토 20kg
4,0004,000원원

수국전용상토 20L수국전용상토 20L
12,00012,000원원

장미전용 피트모스 40L장미전용 피트모스 40L
13,00013,000원원

관목류 전용 피트모스 40L관목류 전용 피트모스 40L
13,00013,000원원

팜가이아(원예용) 40L팜가이아(원예용) 40L
15,00015,000원원

팜가이아(인삼용) 50L팜가이아(인삼용) 50L
15,00015,000원원

고지가위 아루스 KR-1000
75,000원

고지가위 카루타가
70,000원

조경삽
14,000원

에어포트화분
4,500원

전지톱 SK-70
5,000원

수목물주머니 25l
3,000원

파스퀴니 컨테이너 화분 
3,400원

배수판
1,500원

사각포트화분
1,000원

전지가위 3220-S
43,000원

고지가위 화신 K-630
43,000원

전지가위 아루스 VS8
45,000원

전지가위 아루스 140L-DX
29,000원

마사토(중립) 20kg마사토(중립) 20kg
5,0005,000원원

조경자재사업부 조경자재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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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코사업부 상품 가격의 경우, 매장을 내방하시거나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L-07-ARWL-06-RC WL-07-BS WL-08-WG

WL-02-ABA2-02 Natural black A2-12 Natural black WL-01-RG

WL-06-DBGWL-02-RG WL-04-MLC WL-05-AB

WL-04-ABWL-03-AB229-1CQ WL-03-MLC

HK03405-11-G401 (2)H838_SY-1 HK03450-17-G401 (2)WL-07-RG

멕시코소철 멕시코소철  
50,00050,000원원

고무나무 고무나무  
700,000700,000원원

커피나무  커피나무  
600,000600,000원원

청목  청목  
50,00050,000원원

소철(대) 소철(대) 
2,000,0002,000,000원원

킹벤자민(대) 킹벤자민(대) 
700,000700,000원원

관음죽(대)  관음죽(대)  
800,000800,000원원

관음죽태평전관음죽태평전 

300,000300,000원원

신호죽 신호죽 
2,000,0002,000,000원원

휘닉스야자  휘닉스야자  
600,000600,000원원

독고리난  독고리난  
1,500,0001,500,000원원

대왕야자  대왕야자  
600,000600,000원원

비로야자비로야자  

1,000,0001,000,000원원

카나리아야자 카나리아야자 
2,000,0002,000,000원원

극락조  극락조  
200,000200,000원원

종려죽 종려죽 
800,000800,000원원

와네키 와네키 
25,00025,000원원

아라우카리아아라우카리아  

900,000900,000원원

바나나  바나나  
300,000300,000원원

서황금죽  서황금죽  
500,000500,000원원

데코화분사업부 관엽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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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주문전화주문

본매장 02-579-0443~5, 070-4265-0779 

가든센터(택배문의) 02-504-0445 견적, 상담, 주문 가능

인터넷주문인터넷주문

주소창에 www.woolimtree.com 입력 혹은 

네이버, 다음에서 검색우림원예   후 홈페이지 접속하여 주문

우림원예 입금 계좌 우림원예 입금 계좌 

농협 351-1052-0319-63 우림가든센터

택배 배송택배 배송
상품 준비 - 박스 비닐처리 - 수목 적재 - 보습제 첨가 - 안전 포장 단계를  

거친 후 제휴 택배사에 인계하여 안전하게 발송합니다.

화물(차량) 배송화물(차량) 배송
고객님들이 상품(수목)수령시 운반비를 결제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 차량으로 상품(수목)배송시 운반비를 도착도로 우림원예조경에서 

지불처리합니다.

단품 및 원거리 배송시에도 운반비 도착도는 적용됩니다.

※   단, 구매금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일부품목(회양목, 잔디 등)의 경우에는 운반비 도착도가 

    적용되지 않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금확인 후 배송처리입금확인 후 배송처리

택배배송은 2~5일 정도 소요

화물(차량)배송은 전화상담 후 안내

주문주문

배송배송

수령수령

결제결제

주문배송안내

조경사업부



우림원예 쇼핑몰우림원예 쇼핑몰과 과 매장매장에서 에서 5,0005,000여 종류의 여 종류의 상품상품을 직접 만나보세요!!을 직접 만나보세요!!

블루애로우블루애로우 킹오브브라반트킹오브브라반트자작-잭큐몬티-도렌보스자작-잭큐몬티-도렌보스피그미산딸피그미산딸

말채 - 미드윈터파이어말채 - 미드윈터파이어 미러잼미러잼유럽목수국유럽목수국설프레아설프레아

본 매 장 : 서울특별시 서초구 능선길 5 (우면동)
Tel. 02-579-0443~5  Fax. 02-576-7094
가든센터 : 경기도 과천시 상하벌로 7 (과천동)
Tel. 02-504-0445  Fax. 02-3418-0445
E-mail : woolimbest@hanmail.net

찾아오시는 길

본사

www.woolimtree.com

우림우림


